
2018년 10월 7일 연중 제27주일(나해)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2세대 3,433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73명 입니다.

♬입당�437����♬예물준비�512,�220���♬영성체�163,�170����♬파견�271성가번호

◈ 주임신부 : 조성광(바오로) 2128-0415        ◈ 제1보좌신부 : 김제동(사도요한) 2128-0418        ◈ 제2보좌신부 : 김현태(안토니오) 2128-0417

◈ 분원장수녀 : 이 베니타 2128-0427(수녀원)                               ◈ 유치원 : 2128-0446                                              ◈ 대건 한글학교 : 2128-0422

◈ 위령봉사회 : 97353-5544, 99679-9403, 99956-0215        ◈ 복지위원회 : 99679-9403  

♣예비신자 교리반 개강 안내 

  예비신자 교리반이 오늘 개강을 합니다. 

  교리공부를 원하시는 분이나 오랜 시간 쉬고 

  계셨던 분도 환영합니다.

  주일반 : 주일 9시 13호실

  평일반 : 수요일 20시 13호실

♣첫 영성체를 축하합니다!!!

  첫 영성체 예식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20명의 

  어린이들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더욱 건강하

  고 예쁘게 잘 자라나길 기도 부탁 드립니다. 

♣환자 봉성체 : 오늘 오후

▶신망애 장학회 의료 봉사 : 8시~10시 20분

  혈압 및 혈당 검사 / 간단한 물리치료

▶‘말씀과 함께’- 새 신자 & ACC 모임 

  일시 : 9시 11호실(매월 첫 주일 9시~10시 ) 

▶안나회 : 12시 13호실

▶대건회 & 도미누스 성가대 뮤지컬 

  일시 : 12시 30분 극장

  제목 : 믿음과 사랑(Fé e Amor)

▶오늘 점심 봉사 : 성령 기도회

  다음 점심 봉사 : 성인 포어반                    

♠2공동체 반 모임 : 10월 8일(월) 19시

♠3공동체 반 모임 : 10월 19일(금) 18시

  유이용(루비노)댁 R. Si lva Telres 1,589

♠5공동체 반 모임 : 10월 8일(월) 19시

                     단, 5반은 19일(금) 19시

♠9공동체 1반 모임 : 10월 8일(월) 18시 30분

  이운학(안토니오)댁 R.Afonso Pena 289 Salão

♠자연과 함께 하는‘향심 기도’

 일시 : 10월 12일(금) 9시 30분 성당 출발

 장소 : Santuár io de Schoenstatt - Atibaia

♠대건한글학교 교사 연수 

  일시 : 10월 12일(금)~13일(토) Embu

♠고등부 나눔의 밤 : 10월 13일(토) 20시 극장

  제목 : ‘La Casa de Jesus’

♠고등부 소풍 및 총회 : 10월 14일(주일)

  장소 : Chácara Maria Olivia - Jundia í

♠자모회 : 10월 14일(주일) 10시 30분 3층

♠재속 프란치스코회 : 10월 14일(주일) 

♠성모회 : 10월 14일(주일) 12시 30분 22호실

♠사목회장배 남성 단체 친목 운동회 

  일시 : 10월 14일(주일) 12시 30분 운동장

  

화답송

♣ Porto Alegre 공소 방문 

  일시 : 10월 7일(주일)~11일(목)

   공소를 방문하시는 주임신부님과 이 베니타 

  수녀님 그리고 공소 가족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 고등부 교사 모집

  신청 : 담당 신부님 및 수녀님

♣ 2019년도 예산 및 행사 계획서 제출

   성당의 모든 단체는 내년도(2019년도) 예산 및 

  행사 계획서를 10월 14일(주일)까지 사무실이

  나 성당 E-Mail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각 단체장께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작성시 어려움이 있는 단체는 사무실에 오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 2-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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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여라,�주님을�경외하는�사람,�그분의�길을�걷는�모든�사람!�네�손으로�벌어�네가�먹으리니,�

����너는�행복하여라,�너는�복을�받으리라.�◎

○�너의�집�안방에�있는�아내는�풍성한�포도나무�같고,�너의�밥상에�둘러앉은�아들들은�올리브�나무�햇순�

같구나.�◎

○�보라,�주님을�경외하는�사람은,�이렇듯�복을�받으리라.�주님은�시온에서�너에게�복을�내리시리라.�

����너는�한평생�모든�날에,�예루살렘의�번영을�보리라.�◎

○�네�아들의�아들들을�보리라.�이스라엘에�평화가�있기를!�◎

오늘 오후 12시 30분 극장

대건회 & 도미누스 성가대

     소화 꽃꽂이회에서 콩에서 추출한 오일을 

     가공해서 만든 천연 소이 캔들을 판매합니다.

     수익금은 성당 보수 기금으로 봉헌합니다.

     금액 : 1개 R$30 

      

     

      

     

                  

  

  

  

  

 천연 양초(소이 캔들) 판매 

  

   금액 : R$150,00(2019년도 1년 분)

  신청 : 11월 25일(주일)까지 성물방

  전년 대비 R$50을 인하하였습니다.

 

    

   

  

2019년도 매일 미사책 신청 

창 세  2 , 1 8 - 2 4제1독서 히 브  2 , 9 - 1 1제2독서 마 르  1 0 , 2 - 1 6복 음

10월 13일(토) 20시 

극장

고등부

나눔의 밤

1반

2반 R. Ribeiro de Lima,332 Ap114

김명숙(젬마)

권미경(소피아)

R.Ribeiro de Lima, 316 Ap 34

3반 R.Prates 360 Ap51 조돈태(다니엘)

3반

5반 R. Jaspe, 70  Ap 81

김재문(토마스모어)

김병국(베네딕도)

R.Jaspe, 70  Ap 151

6반 R.Espirito Santo,55 Ap91 정철상(베네딕도)



“진정한 수도자를 식별해 낼 수 있는 것은 그가 유혹 

속에 있을 때이다.”「사막교부들의 금언집」중에서...

- 유혹은 빠져들어서 이겨낼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기회를 피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

야.’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쩌면 우리는 이미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입니

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가 유혹에 빠져 든 것인지 아니

면 유혹을 비켜난 것인지 우리는 쉽사리 알 수 없습니

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혹은 우리가 바라는 상황들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지만, 

양심이 가로막는 모든 순간들이 유혹입니다. 하고는 

싶으나 해서는 안 될 일들, 이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

다고 알고 있는 일들이 여러 핑계들을 동반하며 우리들

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분명

히 해야만 합니다. 과연 그 유혹의 시험에 기꺼이 빠져

듦으로써 유혹 안에 갇힐 것인지, 아니면 유혹의 자리

를 기꺼이 벗어나서 주님의 길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

지를 말입니다.

“A melhor maneira de identificar um 

verdadeiro sacerdote, é quando ele está 

sendo tentado” – Do livro “Ensindamentos 

dos Padres do Deserto”.

- Não se vence a tentação o enfrentando, 

mas sim fugindo dessas ocasiões. Quando 

pensamos “eu vou ficar bem”, pode-se dizer 

que já caímos na tentação. Assim é nosso 

dever evitar as ocasiões em que se inicia a 

tentação. Mas é muito difícil identificar até 

que ponto caímos na tentação, ou a evitamos. 

Apenas uma coisa é certa, as tentações 

nascem das situações que desejamos. Todas 

as situações em que estou diante de algo que 

eu desejo e a minha consciência me impede de 

fazê-lo, estou diante da tentação. Coisas que 

quero fazer, mas sei que não posso, essas 

coisas que já sabemos que não devem ser 

feitas vêm associados á série de desculpas. E 

nessas horas as nossas ações devem ser 

claras. Preciso decidir se caio de bom agrado 

e fico preso na tentação, ou evito a ocasião 

com vontade e permaneço no caminho do 

Senhor.

영성의 향기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이 끊임없이 새로 생겨납

니다.”(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1항)

  이처럼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선교의 전제 조건

은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체험해야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

해 예수님을 참된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선교 

활동은 반석 위의 집처럼 굳건해지고 참된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10월은 전교의 달이고, 셋째 주일은 전교 주일입니

다. 먼저 나 자신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

쁨을 체험하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해야 할 선교

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깁시다.

나눔1. 교황님은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화 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자신의 욕

심을 버리거나 세상의 잘못된 풍조에 따르지 않으면

서, 복음을 실천한 경험에 대해 나눠봅시다.

나눔2. 우리 본당은 세례 받은 이들이 많지만, 신앙생

활을 계속 하는 이들은 1/4 밖에 안 됩니다. 쉬는 교우

들을 다시 우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노력이 필

요합니다. 구역이나 반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은 많지만, 그 모

든 것은 오늘 복음을 통해 주신 마지막 사명, 즉 ‘복음

선포’로 집약됩니다.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

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곳

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주님

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여

기서 말하는 ‘선교’ 혹은 ‘전교’란, 단순히 한 사람을 설

득하여 성당에 나오게 한 후, 세례를 받게 하는 것에 그

치지 않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의 《현대의 복음 선교》(1975)라

는 ‘사도적 권고’에서는 ‘선교’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

념으로 ‘복음화’를 설명하는데, 이는 “단순히 지리적

으로 더욱 넓은 지역이나 더욱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

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 사항, 사

고방식, 영감의 원천, 생활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

향 을 미 쳐 그 것 들 을 변 화 시 키 고 바 로 잡 는 것 ” (19

항)입니다. 즉 우리의 사명인 ‘복음 선포’는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교

를 이루며, 그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양식을 배워,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도록 이끄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는 “죄

와 슬픔, 내적 공허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

♣ 성경본문 ♣

마태 28,16-20(연중 제29주일 복음)

♣ 성경구절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사막 교부들의 금언(金言)

Apophthegmata(Apote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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